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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지휘자 겸 음악이론가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지닌 현대 작곡가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적 재능

과 음악적 재능을 가지며 작곡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불레즈는 메시앙

(Olivier Messiaen, 1908-1992)의 가르침 아래, 초기에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2)와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의 영향으로

12음기법을 사용한 음렬주의 음악을 작곡하였으나 중기 이후 그의 스승

인 메시앙의 영향으로 총음렬주의 음악를 완성하게 된다. 그리고 더 나

아가 항상 새로운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존 케이지의 영향으

로 시작된 우연성음악이 그를 전위음악의 대표 현대 작곡가로 발돋움하

게 한다.

불레즈는 1957년 <Third Piano Sonata, 1957>를 시작으로 우연성음

악의 시작을 알린다. 그 이후 1959년부터 본격적으로 <Domaines, 1968>

를 스케치하며 작곡을 시작하게 된다. 총음렬주의에 우연성음악을 더하

여 연주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이 주어지면서 작곡가가 모든 결정권을 갖

지 않고 연주자와 더욱 동등한 위치에 서게 한다. 연주자는 곡의 순서,

템포, 다이나믹, 주법을 정해진 틀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연주할 수

있다.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어서 항상 새롭게 해석된다는 점이

<Domaines>의 가장 큰 매력이다.

이 곡은 두 가지의 버전으로 발전되는데 솔로 클라리넷을 위한 솔로

버전과 21대의 악기와 같이 연주하는 협주곡 형식의 앙상블 버전으로 나

뉜다. 이는 불레즈의 작곡 스타일상 한 곡을 쉽게 마무리 짓지 않고 오

랫동안 수정하고 발전시켰는데 이 곡 또한 10년이 넘도록 수정되고 또

발전되어 오늘날 훌륭한 곡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불레즈의 <Domaines>은 현재 수많은 연주자

의 사랑을 받는 그의 대표 클라리넷 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불레

즈만의 특이한 리듬, 새롭고 다양한 주법, 다양한 음색과 템포 변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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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모든 부분에서 짜임새 있는 그의 작품 스타일 때문이다. 그리하여

<Domaines>에서 불레즈는 어떤 우연성을 연주자에게 주고자 했는가?,

그리고 불레즈는 6이라는 숫자가 이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

가? 마지막으로 클라리넷 작품인 <Domaines>는 가장 대표적인 우연성

음악 작품인데 이 작품에서 클라리넷 연주자로서 어떤 특별함을 느꼈는

지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게 되었다.

주요어

클라리넷, 불레즈(Boulez), Domaines, 우연성음악, 현대 작곡가

학번

2013-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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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1925-2016)는 프랑스의 작곡가, 지휘자

겸 음악이론가로 총음렬주의와 우연성 음악의 대표적인 곡을 다수 작곡

하였다. 불레즈는 그의 스승인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 12

음 기법의 창시자인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2)와 그의 제

자인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 베르크(Alban Berg,

1885-1935) 등 동시대에 활동한 작곡가들과 교류하면서 음악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음악에 우연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혁신적인 시도를

가능하게 한 미국 작곡가 케이지(John Cage, 1912-1992)와 교류하며 우

연성음악을 접하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우연성음악에까지 확장하게 된다.

<Domaines>(소유지)는 불레즈가 1968년에 작곡한 우연성음악의 대

표적인 곡이다. 현재 클라리넷 솔로곡으로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지만,

솔로 클라리넷이 21명의 연주자와 함께 연주하는 앙상블 버전도 존재한

다. <Domaines>는 6개의 Cahier1)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각의 Cahier

는 다시 6개의 작은 ‘조각(cell)’들로 구성된 형태인데, 불레즈는 Cahier를

연주하는 순서, 작은 6개의 조각을 연주하는 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조각들의 악상, 음량, 템포 등을 모두 연주자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으로

우연성의 요소를 극대화하였다.

본 연구는 불레즈 우연성음악의 대표작이자 현대 클라리넷 레퍼토리

의 중요 곡인 <Domaines>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요소에 주목하여 작

품을 분석하였다. <Domaines>에서 어떻게 불레즈만의 독특한 우연성음

악의 요소를 표현하였는가? 클라리넷 악기 고유의 주법과 표현방식은 우

연성음악을 통해 어떻게 더 다채롭게 구성되었는가? 숫자 6이 이 곡에서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본 연구는

<Domaines>의 선율, 기법, 구성을 토대로 연주자 측면에서 체계적인 분

석을 시도한다.

1) Cahier는 불어 단어로 노트, 절지(折紙), 메모장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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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피에르 불레즈의 음악

1.1. 피에르 불레즈의 생애

불레즈는 프랑스의 작곡가, 지휘자 겸 음악이론가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현대 작곡가 중의 하

나이다. 그는 어린 시절 음악과 수학적 재능이 많아 양 분야 모두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철강 산업에 재직하던 아버지는 불레즈가 공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기대하고, 관련 학교인 ‘에꼴 폴리테크닉

(Ecole Polytechnique)’의 입학을 예상하였지만, 고등 과정에서부터 피아

니스트이자 음악이론가로의 능력을 자발적으로 키워낸 불레즈는 파리 국

립 음악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음악가로 사는 삶을 시작하였다.

1944년 앙드레 보라부르(Andree Vaurabourg, 1894-1980)로부터 대

위법을 배우고, 그 해 10월 올리비에 메시앙(Olivier Messiaen,

1908-1992)에게 화성 수업을 받게 된다. 불레즈는 당시 메시앙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메시앙의 훌륭한 수업과정과 내용은 불레즈에게 새로운 음

악 세계관을 형성하게 했다. 안톤 베베른(Anton Webern, 1883-1945)의

<Lyrische Suite, 1925>(서정 모음곡)과 아놀드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2)의 <Pierrot Lunaire, 1912>(달의 피에로)에서부터

새로운 리듬이 주가 되었던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

1882-1971)의 곡까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올리비에 메시앙의 수업에서

피에르 불레즈는 누구보다 뛰어난 음악분석가라는 평을 받게 된다. 그리

고 불레즈는 쇤베르크의 제자 르네 레이보비츠(Rene Leibowitz,

1913-1972)에게서 12음기법2)을 배웠다(Griffiths, 2001).

2) 12음기법은 좀더 '조직적'으로 무조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기법이다. 즉 조성음악에
존재했던 으뜸음을 전혀 인정치 않고 1옥타브 안의 12개음(흰건반7개, 검은 건반 5
개)에 모두 동등한 자격을 주어 이를 일정한 산술적 규칙에 따라 배열 진행 시키는
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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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레즈의 초기 작품은 ‘음렬주의’를 바탕으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는 신빈악파3)의 중요 인물, 12음기법의 창시자 아놀드 쇤베르크와, 그의

제자 알반 베르크, 안톤 베베른 등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불레즈는 음

높이뿐만 아니라 음색, 음의 길이, 강약, 옥타브의 위치, 음의 밀착도와

같은 음악의 모든 구성요소에 일정한 패턴을 부여하는 총렬주의 기법을

고안해 냈다. 총렬주의는 약 10년 간 <Polyphony X, 1951>(폴리포니

X), <Structures, 1952-1956>(구조Ⅰ, Ⅱ), <Le marteau sans maetre,

1953-1954>(주인 없는 망치)와 같은 작품들을 완성 시키게 된다. 그리고

총렬주의에서 벗어난 후에는 르네 샤르(Rene Char, 1907-1988)4)와 앙리

미쇼(Henri Michaux, 1899-1984)5)의 시, 피에트 몬드리안(Piet

Mondrian, 1872-1944)6)과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

1866-1944)7)의 그림을 작곡기법에 도입해 더욱 대담하고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개척했다. 작곡가로서 이름을 넓힌 것은 1955년 바덴바덴에서 초

연된 르네 샤르의 시에 의한 독창과 실내악을 위한<Le marteau sans

maitre>(주인 없는 망치)로, 이것은 전위 작품 중에서 최고 걸작이라고

한다. 그리고 1957년에 완성한 세 번째 피아노 소나타(Third Piano

Sonata)를 이후로 우연성 음악의 막을 열어 ‘열린 형식’(open form) 형태

의 연주 방식을 추구한다. 이는 작품 최종 결정을 연주자에게 하게 하여

음악에 즉흥성을 부여하게 되었다(Griffiths, 2001).

불레즈는 지휘자와 음악이론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1948

년에 장 루이바로(Jean Louis Barrault, 1910-1994)8)의 초청으로 파리 마

3) 20세기 초에서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독일 ·오스트리아문화권에서 음악운동을 일
으킨 맴버.

4) 20세기 중반 프랑스의 시인. 응축된 간결한 시구의 경질적인 작품으로 미쇼, 프레메르
와 함께 프랑스 현대시의 대표자이다.

5) 벨기에 태생의 시인, 미술가. 꿈, 환상, 또는 환각제의 힘을 빌려 내면세계를 탐구했
다. 1950년대 환각제의 일종인 메스칼린을 복용한 상태로, 펜을 가지고 꼼꼼한 세부
묘사를 한 드로잉이 유명하다.

6)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

7) 러시아 출신의 화가.

8) 프랑스의 배우 겸 연출가. 앙투안 극장과 코미디 프랑세즈 등에서 연출을 맡았으며
르노-바로 극단을 결성하고 말리니 극장을 설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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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 극장(Theatre Marigny)의 지휘자 겸 작곡가가 되었다. 여기서 실시

된 현대 음악 연속 연주회 도메느 뮈지칼(Domaine Musical)에서는 쇤베

르크, 베베른의 작품이 다수 소개되었다. 1956년에는 BBC 교향악단을

지휘하며 런던 음악계에 데뷔하였으며, 1965년에는 자작곡인 <pli selon

pli>(플리 슬롱 플리)를 에든버러 음악제에서 지휘하고, 클리블랜드 관현

악단에서도 지휘하는 등 영국이나 유럽 무대 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

지를 무대로 활동 반경을 넓혀갔다. 1969년에는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 1918-1990)의 뒤를 이어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

휘자로 취임하여, 그의 지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1975년에 BBC 교향악단 사임, 1977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사임

한 뒤 프랑스에 돌아온 불레즈는 고 퐁피두 대통령의 요청으로 음악, 음

향의 탐구와 조정의 연구소(IRCAM)의 소장이 되었다. 불레즈는 명석하

며 냉철하고 정교한 지휘자라는 평을 받았으며, 특히 작곡가 및 음악이

론가의 커리어가 가능하게 해준 뛰어난 구성력을 통해 음악 해석의 새로

운 가능성을 개척한 지휘자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Griffiths, 2001).

불레즈의 주요 작품으로는 3곡의 피아노 소나타(1946, 48, 57),

<Sonatine for Flute and Piano, 1946>(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티

나), <Livre for String Quartet, 1948-1949>(현악 4중주의 책), 18현악기

의 <Polyphony X, 1951>(폴리포니 X), <Le marteau sana maitre,

1953-1954>(주인없는 망치), <Improvisation sur Mallarme I,II 1957>(말

라르메 시에 의한 즉흥곡 I,II), 2대의 피아노의 <StructuresⅠ,Ⅱ,

1952-1956>(구조 Ⅰ, Ⅱ) 작품 등이 있다. 그는 2016년 1월 5일 독일 바

덴바덴 자택에서 항년 92세로 타계하였다.



- 5 -

1.2. 피에르 불레즈의 작품 세계

피에르 불레즈의 음악 언어는 19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이성적인 작곡

방식을 추구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였다(Grove, 년

도). 그의 음악은 여러 다른 요인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중

요한 요인을 말하자면 초기의 음렬주의, 중기의 총음렬주의, 그리고 후기

의 우연성음악이 있다.

1.2.1. 초기: 음렬주의

음렬주의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쇤베르크의 12음기법을 시작으로 나

타나게 된다. 조성 음악을 탈피하고 새로운 음악기법을 창안했다. 12음기

법은 한 옥타브 안의 12개음을 일정 패턴을 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매우

조직적이고 각 음들을 사용하는 순서 또한 다양하며 조성이 없는 무조음

악의 탄생이 되게 된 이유다. 불레즈의 음악 세계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음렬주의에 집중한다. 음렬주의를 처음 주창한 작곡가는 쇤베르크이지만,

불레즈는 쇤베르크보다도 베베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베베른은 쇤베

르크의 제자였는데 음높이의 순열에만 국한되어 있던 쇤베르크의 음열기

법을 발전시켜 리듬에도 순열을 만들어 작곡하게 된다. 불레즈는 이런

베베른의 음렬기법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초기 시기 그의 대표적인 작품

으로는 <Sonatine for Flute and Piano, 1946>, <Sonata No.1 for Piano,

1946>가 있다. 이 곡에서 불레즈는 베베른의 점묘주의(Pointillism)적 음

렬기법9)을 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불레즈는 그의 스승이기도 한 메시

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모드기법10)을 사용하여 음의 체

계적 배열을 보여준 메시앙의 작곡 기법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949년

9) 베베른의 점묘주의적 음렬기법: 하나의 음은 앞의 음과도 뒤의 음과도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음들을 연결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선율적 흐름이 될 수
있는 기법.

10) 메시앙의 모드기법: 음높이, 음길이, 음의 강도, 음색에까지 일정한 규칙을 주어, 이
를 음악에 적용 시키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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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슈타트에서 연주된 메시앙의 <Quatre etudes de Rythme,

1949-1950>(음가와 강세의 모드)는 음고 외에 리듬, 셈여림, 터치의 종

류까지 음렬화하는 새로운 시도에 의해 작곡된 곡으로 이러한 시도는 총

체적 음렬주의 혹은 총렬주의라 불리며 독일의 슈톡하우젠, 프랑스의 불

레즈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메시앙은 악보의 서두에 음역을 세 가지로

분류해 Division I, II, III로 지정하고 본인이 고안한 36개의 음고, 24개의

음가, 12개의 주법, 7개의 강세를 제시하고 있다. 음가의 모드는 각각의

Division과 대응하는데 Division I은 32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의 리듬

반음계가, Division II는 16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의 리듬 반음계가,

Division III는 8분음표로 시작되는 12개의 리듬 반음계가 사용되었다. 그

러나 12종류의 리듬이 서로 겹치게 되므로 결국 총 24개의 서로 다른 음

가가 발생한다. 이 곡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점은 음악적 재료들을 매

개변수 별로 정리했다는 점이다.(김도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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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중기: 총음렬주의

불레즈의 작곡 기법이 음렬주의에서 시작하였다면, 그가 자신의 양식

그리고 작곡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해준 것은 총음렬주의(Total

Serialism)이다. 총음렬주의란 12음기법에서 음높이에만 제한하여 사용했

던 음렬 방식을 음악의 다른 요소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

전 이후 나타난 이 음악 경향에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관심을 보였다.

쇤베르크 이후의 총음렬음악에서 음렬은 여러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는

음악적 재료를 작곡적으로 통합한 것이 되었다. 이 새로운 음렬음악은

물리학의 용어인 ‘매개변수 (Parameter)’라는 말로 음악적 재료를 분화했

다. 매개변수의 종류는 4개의 기본 매개변수인 음높이, 음길이, 음의 강

도, 음색이 있고 음량, 음향 발생의 공간적 장소, 구조의 길이, 음의 수

량, 음역, 음색층 등이 더 첨가되었다. 이러한 매개변수들은 작곡가에 의

해 숫자화 된 도표로 정리되고, 이 음렬이 음악에 통일성을 준다. 그래서

각 부분은 전체의 틀로부터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방식은 음악의

전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불레즈는 곡에 있어서 완전한 통제를 원했으며 완전한 통제는 점차

음고(Pitch) 뿐 아니라 작곡의 모든 요소를 연속적이고 엄격하게 움직이

는 총음렬주의로 나타났다. 그는 메시앙의 영향으로 음악의 여러 요소를

가능한 한 계열화하는 총음렬의 음악을 시도함으로써 초기에는 <Piano

Sonato No.2, 1948>(피아노 소나타 제2번)과 <Livre for String Quartet,

1948-1949>(현악 4중주를 위한 책)에서 리듬과 다이나믹에 음열기법의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후 2대의 피아노를 위한 <Structures, 1952>(구

조)를 통해 본격적인 총음렬주의로 들어갔다. 이 작품은 총음렬주의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작품으로 꼽인다. 이 곡에서는 베베른의 점묘적인 기

법을 선율뿐만 아니라 음악의 모든 요소에 적용하여 새롭고 감각적인 세

계를 구축하였다.

총음렬주의(total serialism)는 나치의 단속에 의해 제약 받던 12음열

음악이 전쟁이 종료되자 젊은 작곡가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으며 퍼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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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다.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음열기법이 성행함으로써

극대화된 이성과 인간사고의 무한한 영역 개발로 음높이뿐 아니라 음가,

강약, 음 빛깔 등 다른 음악적 요소까지도 음열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썼다. 이것은 음높이, 음 길이, 강세, 음 빛깔 등 모든 음악의 구성요소를

12등분으로 배열하여 음열화하는 방법으로 모든 요소를 음열의 원리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법이다. 이러한 총음렬주의에 영향을 준 작곡

가는 물론 베베른과 메시앙이다. 쇤베르크의 음열과는 다르게 미리 계획

하여 완벽한 상호 연관성을 보여준 베베른식의 음열기법은 당시 젊은 음

악가들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고, 메시앙은 물론 그의 재료는

12음기법은 아니었지만 그의 피아노 연습곡인 음가와 강세의 모드에서

보여주었던 음의 간결함과 집중성, 그리고 음높이, 리듬, 강세, 연주기법

의 체계화를 통해 총음렬주의 음악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불레즈의 총음렬주의 기법으로 쓰여진 작품은 1950년대 전후 즉,

1948에서 1957년 사이의 작품에 해당되며, <Sonata for piano No.2,

1948>(제2 피아노 소나타), 18악기의 <Polyphonie X, 1951>(폴리포니

X), 2대의 피아노를 위한 <Structures for 2 pianos, 1952>(구조), <Le

marteau sans maitre, 1952-54>(주인없는 망치)가 있다. 특히,

<Structures for 2 pianos>(구조)」는 총음렬주의 기법의 완성을 이룬

작품으로서 메시앙의 <Mode de valeurs et d'intensite´s, 1949>(음가와

강세의 모드)에 자극을 받아 작곡되었으며, 블레즈는 이 작품에서 12음

렬, 12개의 음가, 12종류의 강약, 12종류의 음색을 만들고 이를 기계적

으로 조합해서 곡을 만들었다. 또한, 18악기의 <Polyphonie X>은 12음

기법으로 작곡한 것이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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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후기: 우연성음악

우연성음악은 ‘열린 형식’(Open Form)을 필두로 나타나는데 열린 형

식이란 모든 작품의 최종 결정을 연주자에게 맡기므로 작품의 즉흥성을

나타내고 ‘주사위 음악(aleatory music)’이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프랑스

어로는 무지크 알레아토리(musique aleatorie)라고 한다. 불확정성의 음

악, 인디터미넌시(indeterminacy)라고도 하며, 미국의 작곡가 존 케이지

(Jone Cage, 1912-1992)와 그의 동조자들이 창안한 것으로 전위음악의

일종이다. 1950년대 후반, 블레즈는 음악에 우연성을 도입하여 혁신적이

고 새로운 음악을 보여준 케이지의 영향을 받게 된다. 그는 <소나타 3번

(Sonata no.3 for Piano, 1955)>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를 연주자 자

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음악이

연주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연주자는 템포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우연성이 있으며, 또한 충분

히 기입된 소재를 이용해,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선

택권이 주어진다.(Pierre Boulez, 1963)

1957년, 블레즈는 말라르메(Stephane Mallarme, 1842-1898)의 시에

바탕을 둔 즉흥곡 <Pli selon pli: S. Mallarme, 1957>(말라르메의 초상)

을 착수하게 되는데 이 작품은 음악 안에서 우연성을 의도하고 있다. 말

라르메의 시에 바탕을 둔 이 곡은 5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택

의 조작은 소규모가 되도록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소프라노 가수는

자기가 선택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으며 또한 템포, 다이나믹, 쉼표 등

음악적 요소들의 자유를 허락받음으로써 떠도는 우연성을 얻고 있다.

그런데 케이지는 작곡가는 소리를 지배하려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

다는 기본적 사상을 가지고 우연성음악을 작곡했지만, 불레즈는 우연성

이란 무한한 소리를 작곡이라는 형식 속에 고정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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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그때까지 이룩해온 유럽음악을 구조적으로 볼 때 결국 이전

방식에서 큰 변화보다는 조금씩 새롭게 변화를 시도했다. 하지만 존 케

이지야말로 진정한 개혁자였다. 그는 얼 브라운(Earle Brown,

1926-2002)이 개발한 그래픽 기보법(Graphic Notation)11)을 사용하여 전

통적 개념인 오선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음악표현의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조작된 피아노(Prepared Piano)12)를 창안하여 고정

되어있는 피아노 음향을 뛰어넘는 새로운 음향의 가치를 일깨웠으며, 무

음을 포함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소음도 음악적 소리로 취급한 것은,

케이지가 진정한 전위음악가(Avant-Garde)들의 선두 주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케이지의 그러한 창작이념은 곧 불레즈나 슈톡하우젠 같은

동조자들을 얻었으며. 많건 적건 대부분의 현대 작곡가들에게 영향을 끼

쳤다. 한편 케이지의 작품 양식을 대변하는 우연성음악은 음악을 기법

적인 것이 아닌 인식의 변화에서 의식하게 한 중요한 사건이다. 우연성

음악에 의하여 비로소 연주자는 작곡가와 동등해질 수 있었으며 20세기

말의 복잡한 사회문화와 인간성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갖게

되었다.

케이지는 너무나 추상화되고 정밀하게 구성된 예술 음악에 대한 철저

한 반발로서, 무대 위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음식을 먹거나 피아노를 부

수고 스피커로써 소음을 내기도 하는 일종의 ‘쇼’ 같은 행동을 한다. 또

한 피아노곡 〈4′33″, 1954>(4분 33초)에서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앞

에 4분 33초 동안만 앉아 있다가 퇴장한다. 그동안에 우연히 들려온 외

계의 소리와 자기의 고동이 음악이라는 것이다. 케이지의 이러한 견해가

유럽 작곡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슈톡하우젠은 연주자들에게

어느 부분만을 자유로운 템포로 연주시킨다든가 몇 개의 단편만을 작곡

해 두고 연주자가 그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단편을 추려 연결시키고 연주

하는 방법이다. 케이지의 견해를 자기 작품에 채택하여 이후 이 방법은

11) 음악적 구조와 표지방법을 그래프식으로 나타내는 기보법을 말한다. 
12) 피아노의 현 사이나 해머에 나사나 고무, 쇳조각을 이용해서 피아노 건반을 두드렸

을 때 일반적인 피아노의 소리가 아닌 뭔가 이질적인 소리가 나게 조작된 피아노를 
뜻하며 존 케이지가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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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되었다. 또한, 폴란드의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Krzysztof

Penderecki, 1933~ )는 <Threnody for the Victims of Hiroshima,

1960>(히로시마 희생의 애가)에서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파트의 음높이

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않고 대략의 높이나 움직임을 정해두는 방법으로

작곡했으며 그 결과로서 몇 개의 현악기가 미분음적으로 서로 마찰하여

소리가 나도록 하는 효과를 꾀했다. 이와 같은 작보법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그래픽'이 있다. 가령 악보에 기보한다 해도 매우 다의적인 해석

을 허용한다면 처음부터 5선이나 음표를 나타내지 않고 그림이나 도안과

같은 것을 연주자가 갖고 있으면 된다는 사고방식이므로 이는 그 도표가

지니는 조형미 적인 아름다움과 연주자에 의한 즉흥연주의 창조성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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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품 분석

2.1. 작품 소개

<Domaines>는 원래 솔로 클라리넷을 위한 곡으로 작곡되었다. 이

작곡 작업은 1959년 쓰여진 몇몇의 아이디어를 사용해 1960년에 시작되

었고, 1968년에 완성되었다.

<Domaines>는 불레즈가 1957년에 작곡한 세 번째 피아노 소나타와

1957년부터 1962년 사이에 작곡된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를 위한 대편성

작품인 <Pli selon pli> 뒤에 만들어졌다. 이 세 곡들 사이에는 표현재료

에 있어서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클라리넷과 소프라노 파

트의 유사성, 그리고 우연성의 요소를 극대화한 표기 방법, 또한 악보의

조각들을 각 장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불레즈는 다른 작품을 작곡할 때에도 그러듯이, <Domaines>를 작곡

할 때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첫 번째 아이디어는 1959년에 이 작품이

‘Concert or Labrinthe’라는 예명을 하고 있을 때 나왔고, ‘six-ness’13)에

대한 아이디어와 연주자들의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처음부터 있었다.

Sacher Stiftung 호텔에서 불레즈가 쓴 노트가 남겨져 있는데, 이 종이

에는 초기 악기 구성 아이디어가 담겨있으며 이의 대부분은 그대로

<Domaines>에 사용되었다.(Heaton, 2014)

1960년대 초반 불레즈는 Marges라는 예명의 오페라14)와 바리톤과 작

은 앙상블을 위한 칸타타를 작곡하고 있었다. 그 칸타타는 작가 Michel

Butor와 같이 작업하기로 되어 있었고, 말라르메(Mallarme)의 시 Un

coup de des의 구성을 따라서 한 권의 책을 만들기로 되어있었다. 이 곡

이 원래 1968년 9월 Ulmer Konzerte에 초연되기로 예정되었었으나, 막

판에 <Domaines>을 초연하기로 바뀌었고, 이 때 초연은 Hans Deinzer

13) 숫자 6을 매개로 곡을 구성하는 방식. 예를 들어, 사용하는 악기가 6개라거나 곡을 
구성하는 cahier가 6개인 것 등을 말한다. 

14) 작품을 완성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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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맡았다. 작곡 스케치를 보면 Domaines의 재료들이 그 칸타타와

Marges라는 예명의 오페라의 클라리넷 솔로파트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Heaton, 2014)

<Domaines>는 클라리넷 솔로 버전과, 불레즈 자신은 항상 미완성으

로 여겨온 21가지 악기로 구성된 버전인 두 가지 버전으로 존재한다. 이

앙상블 버전의 초연은 1968년 12월 20일 벨기에의 브뤼셀에서 진행되었

다. 불레즈는 그 후에 약간 다른 버전의 작품을 만드는데 그것이 클라리

넷과 전자음악을 위한 <Dialogue de l’ombre double>이며, 이 곡에

<Domaines>의 앙상블 버전에서 사용된 재료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Hea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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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작품 구성

Domaines은 A부터 F까지 6개의 Cahiers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각각

의 original들은 거울버전(mirror)이 있어서 총 12개의 Cahiers로 구성된

다. 각 Cahier는 6개의 cell 혹은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인 방식

이라면 A부터 F까지 차례대로 연주를 해야 하지만, 우연성음악의 특성

상 이 곡에서 연주자는 6개의 original 버전을 특정한 순서에 관계없이

본인이 선택한 대로 연주하면 된다. 예를 들어, A-B-C-D-E-F의 순서

로 연주를 할 수도 있지만, B-F-A-D-E-C 등의 순서로 연주할 수도 있

다는 것이다. 또한 original 이후에 거울버전을 연주하게 되면 이 또한

순서에 관계없이 연주하면 된다. 여기서 거울버전을 original 이후에 연

주해야 하는 건 필수사항은 아니며, 이 또한 연주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

진다. 따라서 이 곡은 연주자마다 제각기 다른 버전을 가지기 때문에, 물

리적으로 똑같은 곡을 연주한다고 보기 어려운 우연성음악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Cahier의 6개의 ‘cell’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연주될 수 있는데

(그림1 참조), 왼쪽에서 오른쪽(가로방향)으로 연주하거나 위에서 아래

(세로방향)로 연주한다. 만약 ‘가로방향’을 선택하면 모든 Cahier를 가로

방향으로, ‘세로방향’을 선택하면 반대로 모든 Cahier를 세로방향으로 연

주한다. 따라서 연주자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 자유

를 가진다. 연주자는 오리지날과 거울버전을 다 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오리지날의 6개 Cahier만 연주를 해도 무방하다.



- 15 -

<그림1> cahier의 cell을 연주하는 두 가지 방법 설명

<Domaines>은 숫자 6과 연관성이 높다. 오리지널 Cahier는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거울버전도 6개의 Cahier, 그리고 이 각각의 Cahier 또한

6개의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어 숫자 6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레즈는 12음 기법 중 6개의 음만을 사용한다. 12X12 행렬에 리듬, 다

이나믹 등 각각의 음악적 재료를 표시하며, 음, 리듬, 주법까지 모두 악

보에 기재된 것을 볼 수 있다. <Domaines>은 또한 ‘곡의 분위기’를 분

명하게 제시한다. Modere, Vif, Lent 등의 표기법은 연주자가 음, 리듬,

다이나믹 만이 아니라 각 조각들에 담긴 분위기를 표현하도록 한다. 연

주자들은 각 조각 사이에 얼마나 시간을 가질 것인지 어떤 조각들을 연

결해야 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Domaines>은 조각조각 나뉘

어있는 음악일지 모르지만, 점 음악은 아니다. 항상 더 큰 구조가 있고,

그 아래에서 연주자들은 조각과 조각 사이 페이지와 페이지 사이에서 연

결성을 느끼면서 표현해야 한다. 이 표기법이 음악의 grouping, placing,

spacing에 관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표기법은 좀 더 연주자들에

게 상대적인 자유로움 속에서 작품을 해석하도록 한다(Heaton,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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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Cahier A

<그림2> Cahier A-1

Cahier A의 첫 번째 조각(그림2 참조)은 템포와 함께 주법의 우연성

이 등장한다. 매우 느리게와 배음 또는 느리게와 일반음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피아니시시모로 된 여섯 박자의 도(C)와 함께 중요한 건

크레센도 없이 피아니시시모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짧고 강렬한 레(D)가

나오게 된다. 여기서 첫 음의 여섯 박자에 불레즈는 숫자 6의 연관성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3> Cahier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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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A의 두 번째 조각(그림3 참조)에서도 곡의 템포 및 분위기 그

리고 주법을 연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a의 경우 절제된 느낌과 함께 6

개의 음 모두 반음 트릴로 연주하는 것이고 b의 경우 매우 생기있는 분

위기와 함께 플러터 텅깅(Flatterzunge)15)를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다이

나믹 또한 포르테 혹은 피아니시모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 조각

에서는 6개의 음(E, F#, D#, C#, G#, D)만 사용하였다. 불레즈는 이 조각

과 같은 6개의 음만 사용한 조각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다.

<그림4> Cahier A-3

Cahier A의 세 번째 조각(그림4 참조)에서는 역시나 다이나믹을 선택

할 수 있다. 여기서 라#(A#)에서 도는 6도의 간격을 지니게 되며, 음의

간격 또한 숫자 6의 의미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15) 플러터 텅깅(Flatterzunge): 관악기 텅깅 기술 중 하나이다. 혀끝을 입천장에 가볍
게 대고 공기를 재빨리 보내면서 혀를 굴리는 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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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Cahier A-4

Cahier A의 네 번째 조각(그림5 참조)은 차분하게 라b(Ab) 음을 지

속하면서 시(B) 음과 솔(G) 음을 이용한 트레몰로가 나오게 된다. 여기

서 불레즈는 첫 꾸밈음 솔(G) 음과 시(B) 음 이후 트레몰로는 시(B) 음

과 솔(G) 음 순으로 다시 올라가게 했다. 이 조각에서 6도의 관계를 또

지니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시(B) 음과 솔(G) 음(감6도), 그리고 첫 온

음표 라b(Ab) 에서 8분음표 파(F)가 증6도의 관계를 지닌다.

<그림6> Cahier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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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A의 다섯 번째 조각(그림6 참조)에서는 우연성이 제시된다.

아무래도 일반음을 소리 내는 것에 비해 배음의 경우 조금 더 느리게 요

구되고 있다. 이는 배음을 연주하는 것이 일반 음으로 연주하는 것보다

더욱 세밀함이 필요하므로 불레즈가 연주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로 보인

다. 그리고 배음의 경우 일반 음보다 컨트롤이 다소 어려우므로 충분히

여유 있게 연주되는 것이 연주자로선 더욱 좋다.

<그림7> Cahier A-6

Cahier A의 마지막 조각(그림7 참조)의 경우 충분히 생기 있는 연주

가 필요하다. 첫 음 위에 +,- 표시가 나오게 된다. +는 음정을 높이고 -

는 낮추는 표시이다. 클라리넷 악기 특성상 일부 음(저음 E, F, F#, G,

G#, 2옥타브 B, C, C#, D, D#) 빼고 모든 음을 특정 키들로 미세한 음정

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러한 클라리넷의 구조를 잘 이해한 불레즈를

볼 수 있다. 첫 음 라(A)를 미세하게 음정을 올리고 내리므로 몽환적인

음색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다이나믹의 우연성은 연주자에게 이 조각의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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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ahier B

<그림8> Cahier B-1

Cahier B의 첫 번째 조각(그림8 참조)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절제된 템포 속에서 A와 B가 나뉜다. A(Ab Bb C A C#

D)와 B(B C# F# A G Ab) 각각 6개의 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각

은 불레즈가 연주자에게 다이나믹 뿐만 아니라 마디 순서 또한 선택권을

주게 된다. 연주자는 A에서 B까지 3번을 반복하는데, 3가지의 다이나믹

을 연주자가 원하는 순서를 정해서 연주 할 수 있으며, 음의 위치 또한

A는 A 안에서, B는 B 안에서 자유롭게 변경하며 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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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Cahier B-2

Cahier B의 두 번째 조각(그림9 참조)은 매우 느리고 조용한 조각이

다. 첫 파(F)음이 배음으로 시작하게 되며 첫 번째 마디와 마지막 마디

의 음마다 꾸밈음이 주어지게 된다.

<그림10> Cahier B-3

Cahier B의 세 번째 조각(그림10 참조)에서는 세 번의 우연성이 나오

게 된다. 첫 음 시(B)와 두 번째 음 파#(F#)이 플러터 텅깅으로 연주하

거나 각 음 옆에 괄호로 표시된 음과 함께 트레몰로로 연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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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 번째 마디와 다섯 번째 마디에서는 트릴과 플러터 텅깅 중의

하나로 연주하여야하는데 이 모든 주법은 생기있는 분위기를 연주할 수

있게 해주며 연주자는 이 주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주하면 된다. 여기

서 1번과 2번 중 첫 번째 마디에서 만약 1번을 선택하였으면 이 조각이

끝날 때까지 1번으로 연주해야 한다.

<그림11> Cahier B-4

Cahier B의 네 번째 조각(그림11 참조)에서는 6개의 다이나믹의 우연

성이 들어있다. 연주자는 6개의 다이나믹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주하게

된다. B-3에서처럼 처음 선택한 번호대로 끝까지 연주하여야 한다. 이

조각은 트릴, 배음 및 음정의 높낮이 등 다양한 주법으로 연주하게 되며,

느리게 전개되므로 충분히 불레즈가 원하는 음의 움직임과 주법을 표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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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Cahier B-5

Cahier B의 다섯 번째 조각(그림12 참조)은 꾸밈음들로 이루어 진 조

각이다. 두 개의 악절로 이루어진 조각이며, 한 악절 당 6개의 음으로 이

루어져 있다. 첫 번째 악절의 경우 (F, B, E, F#, G, A)로 총 6개의 다른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악절의 경우 (F#, E#, G#, A, D#, E)로

역시 6개의 다른 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13> Cahier 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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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B의 여섯 번째 조각(그림13 참조)에서는 빠른 움직임을 요구

하는 조각이다. 서로 다른 아티큘레이션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5연음과

3연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피아니시모와 포르테, 총 6개의 다이

나믹을 가지게 된다. a와 b 중에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여 연주하면

된다. a와 b 다이나믹은 상반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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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Cahier C

<그림14> Cahier C-1

Cahier C에서 첫 번째 조각(그림14 참조)은 Modere(절제있는)로 시

작된다. 배음(harmonique)을 연주할 때 너무 크지 않은 메조 포르테의

음량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을 눌러서 좀 더 정제된 방식으로 연주를

하게 된다. 이런 연주 방식이 이 조각의 Modere가 지향하는 ‘절제있는’

분위기와 느낌을 효과적으로 구성해낸다. 이후에 배음과 더불어 메조 포

르테에서 포르테시모로 커지는 효과는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리고 한

마디 쉬는 부분은 마치 다음에 등장할 음을 기다리는 일종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킨다. 8분 쉼표 뒤 매우 강한 플라토 텅잉(Flatt.)의 저음 파(F)

음은 격정적인 표현을 극대화 시킨다. 플라토 텅잉 이후 일반 음(norm.)

으로 변화되며 피아니시모로 작아지면서 음은 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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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Cahier C-2

Cahier C 두 번째 조각(그림15 참조)에서는 생기있게(Vif) 연주

해야하며 첫 음 위에 +,- 표시가 나오게 된다. +는 음정을 높이고 -는

낮추는 표시이다. 음정을 특정 키들로 높였다가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피아노 크기로 시(B) 음를 불면서 저음 라#(A)으로 하향진행을 위해 –

음정을 쓰고, 두 번째 마디에서는 시(B)에서 도(C)로 상향진행은 +로 음

정이 올라가게 한 걸 볼 수 있다.

<그림16> Cahier C-3

생기있게 연주되던 두 번째 조각에 이어 Cahier C 세 번째 조각

(그림16 참조)은 느린 조각이다. 레#(D#)과 레(D) 두 음 이후 세 번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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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주자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 1번은 +,- 가 반복되며 미세

한 음정의 변화를 주는 것이며, 2번은 배음을 연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우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17> Cahier C-4

Cahier C 네 번째 조각(그림17 참조)에서는 역시나 느린 조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첫 음 솔을 바람소리로 불면서 점점 솔(G) 음이 나게끔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솔(G) 음이 p까지 도달했을 때 역시

+-+- 의 표시대로 음정의 변화를 주게 된다.

<그림18> Cahier C-5

Cahier C 다섯 번째 조각(그림18 참조)에서는 다이나믹의 우연

성이 나오게 된다. mp/mf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으며, 3가지 다이나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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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연주 할 수 있게 된다. 각 마디의 지속음들 사이에 꾸밈음을

연주하게 되는데 매우 절제된 느낌으로 꾸밈음을 잘 강조하여 연주해야

한다. 여기 앞 두 마디의 음의 움직임은 Cahier C-2 의 움직임과 같음을

볼 수 있다. C-2의 경우 첫 음들이 지속음으로 쓰였고, C-5의 경우 마지

막 음이 지속음으로 쓰인 걸 볼 수 있다.

<그림19> Cahier C-6

Cahier C 6번째 조각(그림19 참조)에서는 더욱 생기있는 연주가

필요하며, 이 조각에서는 총 6개의 음(Eb, Bb, C, B, D, C#)으로 이루어

진 짧은 조각이다. 이 곡에서 불레즈는 이런 6개 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이 조각에서는 6개 음 중 3개의 음은 레가토로, 나머지 3

개 음은 스타카토로 구분하고 여기서도 다이나믹을 선택하게 하므로 더

욱 이 조각의 음악적 느낌을 살릴 수 있게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마

지막 3개 음의 스타카토는 더욱 생기가 있는 표현이 가능하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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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ahier D

<그림20> Cahier D-1

Cahier D의 첫 번째 조각(그림20 참조)에서는 생기있게 연주되

는 부분이다. 6개의 음(G, F#, F, E, Gb, Eb,)이 꾸밈음과 더불어 쓰였다.

꾸밈음이 더해지므로 스타카티시모가 더욱 강조되고, 꾸밈음과 마지막 3

연음의 미(E)와 파(F)음의 도약이 더욱 생기있는 연주를 하기 위한 움직

임으로 보인다.

<그림21> Cahier D-2

Cahier D의 두 번째 조각(그림21 참조)은 생동감이 계속 유지가

된다. 이 조각 첫 번째 마디에서는 두 옥타브 레(D)에서 시작되어 3옥타

브 미b(Eb)을 꾸밈음으로 쓰고 가장 저음 미(E)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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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테누토를 사용하는데 저음 미(E)이 일반 음에서 플라토로

바뀌게 된다. 이것은 포르테시모에서 포르테시시모로 진행되는 효과를

주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 4옥타브 도(C)에선 액센트가 표기되

어 있고 저음 도#(C#) 꾸밈음에 2옥타브 레(D) 역시 액센트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마디와 반대로 포르테시시모까지 커진 다이나믹을

종결짓는 역할을 위해 플라토로 시작되어 일반 음으로 끝나게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림22> Cahier D-3

Cahier D의 세 번째 조각(그림22 참조)은 생기있게 연주 후 다시 느

려지는 조각이다. 이 조각에선 다시 연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강한

3옥타브 라(A) 음을 스타카티시모로 연주 후 2옥타브 라#(A#)을 지속하

며 총 세 박자 동안 트릴, 트릴 없이, 그리고 다시 트릴을 하는 방법과

일반 음, 플라토, 그리고 다시 일반 음의 방법 중 선택 할 수 있다.

<그림23> Cahier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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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D 네 번째 조각(그림23 참조)은 매우 강하고 절제 있는 조각이

다. 꾸밈음을 많이 사용하는데, 두 번째 마디 4옥타브 파#(F#) 지속음에

서 세 개의 꾸밈음은 밑에서 위로 상행하는 방식이므로 점점 크레셴도

되게 하였으며 세 번째 마디 도(C) 지속음에서 두 가지 주법 중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첫 4박자는 데크레셴도, 그다음 4박자는 크레셴

도 되는데 여기서 리타르단도와 아첼레란도를 사용하여 더욱 다이나믹을

극대화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마지막 마디 솔(G) 지속음에 딸린 세 개

의 꾸밈음은 위에서 아래로 하행하는 방식으로 포르테시모에서 포르테로

데크레센도 되며 마무리를 짓게 하였다.

<그림24> Cahier D-5

Cahier D의 다섯 번째 조각(그림24 참조)은 적당히 느리게 연주해야 하

며, 매우 동등한 박자로 연주해야 한다. 여기서 음 하나하나가 정확히 3

개의 박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정확한 박자로 연주를 요구하고 있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음까지 여기서는 정확히 + 와 –가 운지를 바꿔가며

음정을 변화시키라고 한다. 두 번째는 세 번, 세 번째는 두 번 그리고 네

번째는 네 번으로 나누어서 연주해야 한다. 여기서도 다이나믹은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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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Cahier D-6

Cahier D의 마지막 조각(그림25 참조)은 절제되게 표현하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서 다이나믹의 변화를 6번 가져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포르테에서 포르테시모, 포르테시모에서 메조 포르테, 메조 포르테에서

포르테시시모, 포르테시시모에서 다시 메조 포르테, 다시 포르테로 커졌

다가 데크레센도 되는 과정이 6번 커졌다 작아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첫 번째 마디의 파#(F#)과 두 번째 음 라#(A#), 두 번째 마디의

도#(C#)과 도(C),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디의 시(B)와 시b(Bb) 음으

로 시작되는 6개의 악절로 나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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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Cahier E

<그림26> Cahier E-1

Cahier E의 첫 번째 조각(그림26 참조)은 솔#(G#) 음과 파#(F#) 음을

중심으로 써진 조각인다. 여기서 첫 꾸밈음과 마지막 트릴의 음은 3옥타

브 미(E)로 쓰였고 솔#(G#)음을 트릴하면서 나오는 두 꾸밈음은 솔(G)과

레(D)인데 다시 파#(F#)음 앞의 꾸밈음에 역행으로 레(D)와 솔(G)로 쓴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음의 사용은 A-4 조각에서 사용한 방식

과 매우 흡사한데 Mirror 버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조각에서도 두 가지 상반된 다이나믹의 우연성을 통해 연주자에게 선

택을 요구하였다.

<그림27> Cahier 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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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E의 두 번째 조각(그림27 참조)에서는 첫 음을 플러터 텅깅과

트릴 중에 선택을 해야하며, 세 가지의 다이나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

다. 이 조각에서도 긴 점 2분음표의 지속음 이후 6개의 8분음표의 움직

임으로 보아 리듬에서의 6의 의미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림28> Cahier E-3

Cahier E의 세 번쨰 조각(그림28 참조)에서는 3개의 지속음(E, G, D)

이 있으며 총 5개의 음(F#, E, G#, G, D)으로 구성 되어있다. 첫 음 미

(E)와 두 번째 음 솔(G)의 경우 배음으로 연주하게 되어있다. 저음 파

#(F#)부터 제일 높은 음 미(E)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마지막에 정리

하듯이 사용했던 모든 음이 순서대로 빠르게 상행하며 올라가게 된다.

<그림29> Cahier 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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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E의 네 번째 조각(그림29 참조)에서는 다시 다이나믹의 우연

성이 나오게 된다. 3가지 다이나믹 모두 데크레셴도로 표기되어 있다. 첫

음 시(B)가 테누토로 연주하게 되는데 음이 점점 느려지며 사라지게 되

는 조각이다.

<그림30> Cahier E-5

Cahier E의 다섯 번째 조각(그림30 참조)은 첫 마디부터 악센트와 함

께 트레몰로가 연주되고, 트레몰로의 긴장감으로 템포가 빨라진 후 6음

이 트릴과 함께 빠르게 연주되고 다시 느려지며 트레몰로로 끝나게 된

다.

<그림31> Cahier 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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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E의 마지막 조각(그림31 참조)에서도 두 가지 상반되는 다이

나믹의 우연성이 나오게 된다. 첫 음 파(F) 음 이후 올라가는 음과 함께

빨라졌다가 내려가면서 느리게 제일 저음 미(E)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

두 개의 악절은 6연음을 기준으로 작곡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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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Cahier F

<그림32> Cahier F-1

Cahier F의 첫 번째 조각(그림32 참조)이다. 느리게와 매우 느리게

중 템포를 연주자는 선택할 수 있으며, 세 개의 다이나믹의 우연성 역시

나타난다. 3가지 다이나믹을 보면 1번의 경우 다이나믹 변화의 폭이 크

지 않고 2번은 1번에 비해 다이나믹 변화의 폭이 크며 3번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이 조각의 경우 악센트의 세기가 강할수록 템포는 더욱 느려

지는 걸 요구하고 있다.

<그림33> Cahier F-2

Cahier F의 두 번째 조각(그림33 참조)은 느리고 온건하며 매우 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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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고 많은 루바토를 요구한다. 모든 음은 이음줄로 연결되어 충분한 레

가토가 필요하다. 모든 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아노의 다이나믹으로 연

주되며 꾸밈음은 모두 메조 포르테로 표시되어 있다. 몰토 루바토(Molto

Rubato)는 연주자에게 자유로운 연주를 제공하게 된다.

<그림34> Cahier F-3

Cahier F의 세 번째 조각(그림34 참조)은 빠른 조각이다. 절제와 생

기를 함께 요구하고 있다. 불레즈는 이 조각에서 마치 정해진 틀이 없이

자유롭고 매우 즉흥적인 리듬과 변화무쌍한 다이나믹을 선보이고 있다.

악센트와 페르마타로 인한 불규칙한 리듬을 잘 연주하는 것이 중요한 조

각이다.

<그림35> Cahier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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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F의 네 번째 조각(그림35 참조)은 매우 생기있으며 음의 비브

라토를 많이 활용한다. 4분음표보다 긴 길이의 음표에서 비브라토를 사

용하도록 하는데 2분음표에서는 논 비브라토(n.v)에서 비브라토(vib.) 다

시 논 비브라토로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이나믹의 우연성으로 a

와 b로 나누어 연주자에게 선택하도록 하였다. 클라리넷 특성상 저음에

서의 비브라토를 포르테로 연주할 때 음정이 낮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림36> Cahier F-5

Cahier F의 다섯 번째 조각(그림36 참조)에서는 Flexible(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조각이다. 다이나믹의 우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많은 트릴

과 트릴 후에 다양한 리듬과 다이나믹의 변화가 이 조각에서 중요한 부

분으로 작용한다.

<그림37> Cahier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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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hier F의 마지막 조각(그림37 참조)이다. 이 조각의 경우

<Domaines> 곡 중 가장 긴 조각이다. 두 개의 템포, Vif와 Tres Vif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연주 할 수 있다. 첫 세 마디 후 1.5배 템포가 빨라지며

불레즈 스타일의 극단적인 아티큘레이션과 다양한 음의 구조가 선보이게

된다. 이 조각의 경우 플러터 텅깅이 수시로 나오며 일반 음과 플러터

텅깅이 다양한 리듬과 빠른 템포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중간에 다이나믹

이 두가지로 나뉘는 우연성을 볼 수 있으며 다시 마지막 3마디를 남기고

첫 세 마디의 템포로 돌아가게 된다. 스타카티시모와 레가토의 조합, 붓

점 리듬과 변화무쌍한 다이나믹은 매우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조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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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역사속의 작곡가들은 오랜 세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

해왔다. 마찬가지로 연주자 또한 계속 새로운 것을 연주하고자 한다고

생각된다.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연주자는 항상 선곡하고 연주한다.

불레즈의 <Domaines>를 선곡하여 연주하고자 했던 이유도 그러했다.

항상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연주하던 작품들과 달리 연주자에게 선택권

을 부여하고 나만의 곡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었다. 그렇게 우연성음악에 관한 관심이 커져 불레즈의 <Domaines>를

연주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 <Domaines>를 살펴본 결과 서론에서 제시

한 세 가지의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첫 번재, 불레즈는 이 작품에 우연성을 더하여 연주자가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하였다. 작곡가가 구상한 틀 안에서 연주자는 템포, 다이나

믹, 아티큘레이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선택하고 연주할 수 있으며 수많

은 조각의 연주 순서 또한 정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옵션을 제공한다.

연주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마치 나만의 곡을 만들어서 연주하는 재미

가 더해져 매우 특이하였다.

두 번째, 현재 블레즈의 곡 중 가장 많이 연주되고 있는

<Domaines>는 전 세계 많은 클라리넷 연주자들로부터 우연성과 다양한

클라리넷의 기교가 더해져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 현대에 많이

쓰인 클라리넷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교들이 불레즈만의 독특한 작곡 기법

과 어우러져 독특한 음색과 분위기가 연주된다. 불레즈는 음정의 미세한

변화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리드 악기의 장점을 극대화한 훌륭한 클라리

넷 곡으로 완성했다고 본다.

세 번째, 불레즈의 <Domaines>는 숫자 6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연

성음악이다. 불레즈는 이 작품을 작곡하기 위해 처음 그린 스케치에서도

숫자 6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숫자 6은 불레즈가 작품에서

‘Original’과 ‘Mirror’가 각각 6개의 cahier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cahier

에 6개의 조각들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총음렬주의에서 나타나는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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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수, 다이나믹 종류와 변화 횟수, 리듬, 공간감 등에서 6의 패턴을 보였

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매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불레즈가 12음

기법을 12개의 음을 사용하지 않고 6개 음으로 축소해 사용한 것이 그

이유이다. 그리고 조각마다 조금씩 다른 패턴으로 음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불레즈의 <Domaines>에서 그의 전위음악의 선두

주자로서의 모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그 결과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독특한 클라리넷 작품으로 완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작품을 연구

하고 연주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연주가 끝나고 다음에 또 연주하

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순서와 곡의

전반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에서의 연주자의 선택으로 다음번에

는 또 다르게 연주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연성음악을 연주 및 연구하

며, 연주자의 관점에서, 마치 다양한 재료로 나만의 작품을 만드는 재미

가 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현재 우연성음악으로 작곡된 클라리

넷 작품은 매우 드물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우연성음악이 많이 작곡되어

다양하게 연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작품을 연구하고 연주하며

<Domaines>의 전반적인 연주자 관점에서 바라본 분석이 많은 연주자에

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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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erre Boulez is a French composer, conductor and music theorist.

He had an important role on the realm of classical music from the

late 20th century to the early 21st century. Since his childhood, he

was recognized both in math and music and later on, he decided to

walk the path of a composer. In the early stage of his career, Boulez,

under the teachings of Olivier Messian, developed his compositions in

the style of serial music which uses twelve-tone technique, influenced

by Schoenberg and Webern. Continuing as a follower of Messian, he

also dedicated his effort to the music of total serialism. It was his

nature to be responsible to new experiences that he started

composing chance music, which made him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osers for avant-garde music.

In 1957, Boulez impressed his audience with a peace called <Third

Piano Sonata, 1957>. After that, he sketched his next work,

<Domaines, 1968>. Boulez uses the number six in the work with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arinet, one of the

music instruments. His own interpretation of the number six i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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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ts various portions such as sound, music, rhythm, and tempo. By

adding chance music to his compositions in the style of total

serialism, the players are free to choose his or her own notes in the

frame given by the composer. In addition, they can change the order

of the movements in the music, tempo, dynamics, and rhythm. What

makes the music, <Domaines> attractive is that there can be always

different interpretations because the player is open to various choices

on what to play. The piece is developed into two versions: a solo

version for solo clarinet and an ensemble version of clarinet concerto,

played together with 21 instruments. Due to the unique style of the

composer, this peace had been always modified and developed for a

long period of time until it was finalized. <Domaines> has attained

its success after its numerous modifications and corrections by the

composer.

As mentioned earlier, Boulez’s <Domaines> became a

representative music for his clarinet repertoires, which has been loved

by many musicians. This is due to Boulez’s unique rhythm, various

articulations, multi-tones and tempo changes. So in this thesis, there

are three big questions about Boulez and <Domaines>. What kind of

contrivance did Boulez try to give to the player in <Domaines>?

How is the number 6 used in this work? And why is <Domaines>

one of the most frequently-played chance music for the clarinet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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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rinet, Pierre Boulez, Domaines, Chance Music, Contemporary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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